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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에 들어 있는 노예,

루쉰의 「아큐정전」①

아이러니를 통해 루쉰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떤 정치의

식을 보여준 작품, 「아큐정전」.주인공  아큐를 통해 서구 

현대 철학의 기본인 변증볍적 구조를 파괴하고자 했던 루

쉰의 문학 세계를 만나보자.



권용선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소설 「아큐정전」 

아큐의 남다른 점 

가상성 자아와 실재적 자아의 분열  

아큐가 노예가 되지 않는 이유

국문학자. 학문자율공동체 수유너머 연구원

저서 『이성은 신화다, 계몽의 변증법』 『읽는다는 

것』 『세계와 역사의 몽타주,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

로젝트』 등



제목 :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노예, 루쉰의 「아큐정전」①

강사 : 권용선 (국문학자)

구성 : 16분



1921부터 1922년까지 베이징 신문 <진보부간>에 연

재된 루쉰의 중편소설.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모

르고 잘난 체하는 농촌의 날품팔이꾼 아큐를 통해 당

시 중국의 농촌 현실을 풍자한다. 아(阿)는 중국에서 

성이나 이름 앞에 붙는 접두어이고 Q는 중국인들의 

변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큐정전」(阿Q正傳, 1921)



중국 근대 문학의 기초를 세운 문필가, 사상가. 본명은 

주수인(周樹人).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 이론을 좇아 

암울한 현실 사회에서 노예화된 민중을 질타하고 인습

과 그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표작 「광인일기」 「

아큐정전(阿Q正傳)」 등

루쉰 (魯迅, 1881~1936)



루쉰(魯迅, 1881~1936) 

중국 근대 문학의 기초를 세운 문필가, 사상가. 본명은 

주수인(周樹人).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 이론을 좇아 

암울한 현실 사회에서 노예화된 민중을 질타하고 인습

과 그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표작 「광인일기」 「

아큐정전(阿Q正傳)」 등

개심화(開心話)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 일종의 유머

반풍(反諷, irony) 

실제와 반대되는 말을 통해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말하기의 방법

「아큐정전」은 처음에 한 신문의 ‘개심화’라는 유머란

에서 시작됐지만 곧 문예란으로 옮겨 연재되었다.

「아큐정전」(阿Q正傳, 1921) 

1921부터 1922년까지 베이징 신문 <진보부간>에 연



재된 루쉰의 중편소설.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모

르고 잘난 체하는 농촌의 날품팔이꾼 아큐를 통해 당

시 중국의 농촌 현실을 풍자한다. 아(阿)는 중국에서 

성이나 이름 앞에 붙는 접두어이고 Q는 중국인들의 

변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중국 독자들은 아큐라는 인물을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받아들였다.

“이전에 나는 묘사를 ‘지나치게’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

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령 사실대로 묘사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장래의 선량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그로테스크하다고 느낄 것이다.”                                

                                      - 루쉰, <「아큐정전」의 유래>

때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허구 같을 때

가 있다. 

아큐는 보통의 ‘패거리’(노예들의 집단)들이 가지고 있

는 노예 정신이 없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노예는 자신의 인격에 긍지를 갖지 못하고 남들 앞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

패거리들은 패거리를 이룸으로써만 힘을 갖고 자기 자

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자존심이 매우 강한 아큐는 시답잖은 이유를 들어 사

람들을 경멸한다. 아큐의 자존심은 실재하는 주체와 

가상의 주체의 분열에 기인한다.

현실의 아큐 : 문맹에 가난하며 사람들에게 조롱당하

는 날품팔이 

 

가상의 아큐 : 마을에서 가장 항렬이 높은 사람이자 일

도 잘하고 견식(見識)도 높은 완벽한 인간

아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사람

아큐는 일관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의식 

또한 없다.

아큐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음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아큐는 타인에게 경멸당할 때조차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경멸할 수 있기에 자신이 승리자라고 

자위한다.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아큐는 노예가 아닌 주인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투쟁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만들

어지는 것

아큐에게는 싸움의 과정도 분열되어 있다. 실제로는 

늘 싸움에서 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승리한다.

아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기 때문

에 아큐는 노예가 아닌 것

아큐는 형식적으로 경멸당하는 삶을 살지만 정신적으

로는 패배하지 않음으로써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기본 틀을 파괴한다.



「아큐정전」은 아이러니를 통해 루쉰이 사회에 대해 가

지고 있는 날카로운 정치의식을 보여준다.  

아큐는 남들 앞에 굴복하며 살지 않는다. 패거리를 이

루고 그 속에서만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노예 패

거리들과 달리 ‘노예 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아큐는 남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큐는 실제의 자신과 상상 속의 자신이 분열되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이 자신을 경멸해도 자존심

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아큐는 형식적으로는 핍박받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

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

아감으로써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기본 틀을 파괴

한다.



1. 다음 제시된 작품을 지은 저자는? 

『야초』(野草), 『광인일기』(狂人日記), 『아큐정전』(阿Q正傳)

(1) 바진(巴金)           (2) 루쉰(魯迅)    

(3) 궈모뤄(郭沫若)    (4) 마오둔(茅盾)

2. 중국 근·현대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의 대표작 『아큐정

전』(阿Q正傳)은 뛰어난 작품성으로 오늘날까지도 수준 높은 소

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 중 『아큐정전』에 대해 알려진 사실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1921부터 1922년까지 베이징의 한 일간지의 문예부간에 

연재되었다.

(2) 주인공 ‘아큐’의 이름은 중국인들의 변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Q’ 앞에 이름에서 사용되는 접두어 ‘아阿’를 붙여 만든 것이다.

(3) 루쉰은 작품을 출간 후 한 인터뷰에서 소설의 현실 묘사가 실

제 중국의 상황에 비해 심하게 과장된 것임을 밝혔다.

(4) 당시 중국의 독자들은 아큐라는 인물에 크게 공감하며, 자신

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3. 다음 중 중국 현대문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소설가 루

쉰의 중편 소설 『아큐정전』(阿Q正傳)에서 묘사된 주인공 ‘아큐’

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인물은?

(1) 박씨는 ‘이번에는 정말로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야지.’ 하며 

마음을 다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머물던 곳을 떠났다.

(2) 최양은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쳐도 항상 ‘내일이 되면 다 괜

찮아지겠지.’ 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3) 김군은 불량배들에게 돈을 빼앗기고도, 마음속으로 ‘예전에 

내가 운동 좀 할 때였으면, 너희는 다 혼쭐났어.’ 라고 생각하며 

허세를 부렸다.

(4) 윤씨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부랑자를 지나치면서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



1. (2)   2.(3)   3.(3)

2. 루쉰은 당시 중국의 현실이 소설보다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

    했다.

3. 아큐는 현실에선 항상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머리 속

    에선 세상을 경멸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강의 보기

http://zh.wikipedia.org/wiki/File:LuXun1930.jpg

지식노트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Every,Henry.JPG

http://zh.wikipedia.org/wiki/File:LuXun1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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